HOMELINE®
Product overview

LINAK.KR/HOMELINE

컴포트 베드
오늘날 전형적인 컴포트 베드 시스템은 여러 개의 싱글 액추에이터를
연결하여 구성하거나, 한 개의 듀얼 액추에이터, 또는 듀얼 액추에이터와 싱글
액추에이터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위에 언급된 모든 유형의 시스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건에 귀를 기울이며, 귀사의 침대 디자인을
존중합니다.
귀하께서 표준형 시스템을 선택하여 침대의 등 받침과 다리받침을 조절하도록
설계하고 소비자에게 알맞은 스위치 혹은 스마트폰 앱을 제공하든, 또는
침대에 더 많은 동작을 추가하고 자세 저장 기능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침대 선택의 기준을 높이든, 우리는 귀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NAK®의 액추에이터 시스템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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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클라이너
시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제조 및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최고의 현대식 리클라이너 용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인터뷰, 현장 연구 및 사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두 개 이상의 소형 액추에이터가 직렬로
연결되고, 직관적인 컨트롤 유닛과 무선으로 연결,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리클라이너에 통합하는 것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케이블의
수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품질 문제를 제거합니다.
이 시스템은 ‘철두철미하게 개발’되었으며, 귀하의 리클라이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을 적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LINAK HOMELINE®® 디자인
LINAK®은 컴포트 가구를 위한 전동 조절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는 변화하는
트렌드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솔루션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레저 침대 및 리클라이너에 쉽게 장착할 수 있는
모듈형 액추에이터 시스템 일체를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당사의 HOMELINE® 전문가는 모든 레벨에 걸쳐
호환성을 보장하므로 단일 공급 업체로부터 시스템
전체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3

침대용 싱글 액추에이터 시스템
컴포트 베드용 LINAK® 싱글 액추에이터 세트는 뛰어난 기능이 내장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콤팩트하면서 가벼운 시스템으로, 작동 시 쾌적
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콤팩트한 특성은 다양한 침대 설계에 쉽게 통합시킬 수 있도
록 만들 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에 Click-on back-fixture (클릭 온 백
픽스처)가 옵션으로 제공되어 장착과 조립이 한층 수월합니다.

다리 및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 및 발 받침을 추가
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고급형) 버전의 전동 침대용 싱글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면
마사지 모터를 시스템에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액추에이터
세트가 적합한지는 귀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LA18 IC Standard (표준형) 시스템
• 최대 리프팅 하중: 6,000 N
• Bluetooth® 통신
• Integrated Controller
(컨트롤 박스 내장)
• Under Bed Light 내장
• 쾌적한 사운드

Standard (표준형) 시스템은 다리, 등, 머리 또는 발 받침을 조절하는 데 최대
6,000 N의 힘이 필요한 침대에 적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IC (Integrated Controller), Under Bed Light, 그리고 핸드 스위치
또는 앱 등 Bluetooth®를 통한 침대의 무선 작동 등과 같이 LINAK®의 전동 침대
용 제품에서 잘 알려져 있는 표준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소프트 start / stop
•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 호환

WIR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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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CONTROL

PLEASANT
SOUND

LA18 IC Advanced (고급형) 시스템
• 최대 리프팅 하중: 6,000 N
• Bluetooth® 통신
• Integrated Controller
(컨트롤 박스 내장)
• Under Bed Light 내장
• 쾌적한 사운드
• 소프트 start / stop
• 선호 자세 저장
• 마사지 모터 자동 연결
• 2개 침대 동시 작동 (Parallel drive)

Advanced (고급형) 시스템은 다리, 등, 머리 또는 발 받침을 조절하는 데 최대
6,000 N의 힘이 필요한 침대에 적합합니다.
이 시스템은 Standard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들과 함께 자세
저장, 2개 침대의 동시 작동 (parallel drive), 그리고 추가 컨트롤 박스 없이도
마사지 모터를 시스템에 바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 LINAK 음성 인식 솔루션 지원
•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 호환

WIRELESS

APP CONTROL

PLEASANT
SOUND

FAVOURIT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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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용 TWINDRIVE® 듀얼 액추에이터 시스템
LINAK® TWINDRIVE® 듀얼 액추에이터는 슬레이트 또는 박스 스프링형
전동 침대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장착 거리 (BID)가 매우
짧기 때문에 침대 밑의 여유 공간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동 듀얼 액추에이터는 한 개의 장치만으로도 침대의 두 부분을 각각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TD4 Standard 듀얼 액추에이터

TD4 Advanced 듀얼 액추에이터

TD5 Standard 듀얼 액추에이터

• 리프팅 하중: 최대 5,500 N

• 리프팅 하중: 최대 5,500 N

• 리프팅 하중: 최대 7,000 N

• Bluetooth 통신

• Bluetooth 통신

• Bluetooth® 통신

• Under Bed Light 내장

• Under Bed Light 내장

• Under Bed Light 내장

• 비상시 수동 하강

• 비상시 수동 하강

• 비상시 수동 하강

• 전원 케이블 이탈 방지 구조

• 소프트 start / stop

• 전원 케이블 이탈 방지 구조

• 소프트 start / stop

• 선호 자세 저장

• 소프트 start / stop

®

®

• 2개 침대 동시 작동 (Parallel drive)
• SMPS006 호환
• LINAK 음성 인식 솔루션 지원
•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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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TD5 Advanced 듀얼 액추에이터

APP CONTROL

PLEASANT
SOUND

FAVOURITE
POSITIONS

장착을 위한 직관적 픽토그램

Under Bed Light

ZERO™ 대기전력

비상시 수동 하강

• 리프팅 하중: 최대 7,000 N
• Bluetooth® 통신
• Under Bed Light 내장
• 비상시 수동 하강
• 소프트 start / stop
• 선호 자세 저장
• 2개 침대 동시 작동 (Parallel drive)
• SMPS006 호환
• LINAK 음성 인식 솔루션 지원
•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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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클라이너 솔루션
사용자를 위한 편안함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레저 가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제품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 공급망 전반에
걸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장 직관적이면서 쉬운 조립이 가능하고, 내구성이 강한 동시에 지능적이며,
강력하고 견고한 리클라이너 용 저소음 액추에이터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디자이너, R&D 엔지니어, 구매 부서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리클라이너를 조립하는 사람들, 유통 업체,
소매업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항상 염두에 두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유연한 모듈형 플래그십 시스템 일체가 탄생, 이를 단일 공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R&D 과정의 시간 단축
환경을 직접 구성할 수 있는 Configurator와 모듈형 제품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모든 것을
실험해보세요. LA10 액추에이터를 셋업에 맞춰 직접 설정하여 개발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세요.

재고 복잡성의 감소
모듈형 제품을 쉽게 주문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액추에이터로 다양한 리클라이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단일 공급 업체로부터 시스템 솔루션 일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섬세한 디테일의 놀라움
소비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 의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플하고 직관적인 컨트롤과 견고한 충전 단자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또한, 귀사의 브랜드를 반영하도록 스위치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매
LINAK 시스템이 장착된 리클라이너를 판매하세요.
품질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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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연결, 더 적은 수의 케이블
리클라이너를 조절하는 액추에이터의 설계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스
템 구성 방법과 전통적인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고려하여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개선하였으며, 취약점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도화된 생산 자동화를 통해 액추에이터의 오차
범위를 1 mm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즉, 생산 과정에서 액추에이터 LA10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귀하께
서 기대하시는 것을 정확히 제공해 드립니다.
액추에이터 LA10은 직렬연결 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기존 시스템에
필요했던 여러 케이블과 컨트롤 박스가 제거되었습니다. Bluetooth®
플러그를 두 액추에이터 중 하나에 꽂기만 하면 스위치에 무선으로 연
결됩니다.

케이블 수의 대폭적인 감소를 통해 품질 문제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
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너 용 LA10 시스템을 쉽고 빠르게 조립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개 이상의 LA10 액추에이터와 전원 케이블, charging point
(충전 단자), Bluetooth® 플러그, 그리고 무선 스위치로 구성되는 유니
크한 전동식 셋업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점은 섬세한 디테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듈형 시스템
은 직렬로 연결된 각 액추에이터가 현재의 포지션 및 작동 방법을 인지
합니다. 전원 케이블은 직렬연결된 두 액추에이터 중 어느 쪽에든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LA10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 액추에이터
입니다.

WIRELESS

PLEASANT
SOUND

LA10 싱글 액추에이터

•
•
•
•
•

모듈형 액추에이터 시스템
지능형 액추에이터
최대 하중: 3,500 N
스트로크 길이: 25 - 150 mm
속도: 최대 16 mm/s
(회전 당 6 mm 스핀들 피치)
• 소프트 Start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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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클라이너 용 스위치
스위치

BP12 컨트롤 장치

BP12 홀더 (holder)

• 무선
• 2 모터 솔루션용
• 2가지 버전:

• 홀더 (옵션)
• 홀더에 끼운 채로 사용 또는

Classic 또는 Weave

• 자석형 장착 옵션
• 교체 가능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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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 스위치

홀더에서 분리하여 사용

스위치를 리클라이너 디자인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세요.
BP12 컨트롤 유닛의 색상을 변경하고, 배터리 커버에 로고를
추가하여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리클라이너 용 액세서리
액세서리

BLE2DC Bluetooth® 플러그

CP Charging Point (충전 단자)

• Bluetooth® 를 통해 컨트롤 유닛을
액추에이터 시스템에 연결
• 작고 컴팩트한 유닛

• 리클라이너를 전원 콘센트와 연결
• Safety release 케이블을 통해 파손 최소화
•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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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Bed Control App
스마트폰 앱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
니다. 전동 침대 조절을 위해 탄생한 LINAK®의 Bed Control App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됩니다.

저장하며, 침대 모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두 개
의 침대를 따로 또는 동시에 작동시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시스템이 Standard (표준형)인 경우,
몇몇 기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침대 조절 기능 이외에도, Bed Control App은 사용자가 Under Bed
Light (침대 밑 조명) 혹은 마사지 기능을 껐다 켜고, 선호하는 자세를

Bed Control App은 8개 언어가 기본으로 제공되므로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Bed Control App
기능

두 개의 침대를 좌/우측
침대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조절
등, 다리, 발 및 머리 받침 중
선택

동시 작동
(Simultaneous Drive)

업/다운 조절
Under Bed Light
켜고 끄기

4개의 선호 자세 저장
(제품이 지원되는 경우)

마사지:
(제품이 지원되는 경우)

이 앱은 iOS 및 Android™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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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선호 자세 또는 마사지로
알람 활성화

[더 보기] 포함 기능 (예시):
공장 초기화
트러블 슈팅 가이드
원터치 작동 (선호 자세로) 설정
8개 언어 변경

유니크함 - 나만의 App 제작
브랜드가 최종 사용자와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간단하게 몇
단계만 거치면 커스터마이징된 유니크한 앱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 귀사의 이름을 올리고, 앱을 통해 브랜드를 노출해보세요.
Bed Control App의 로고, 색상 그리고 링크를 커스터마이징 하여
기업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사 로고

2가지 최대 장점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검증된 앱에 귀사의 브랜드
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앱을 스위치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커스터마이징된 앱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신가요?
LINAK Korea로 연락하시면 세일즈 팀이 커스터마아징 툴 (Product
Customisation Tool)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회사/브랜드 고유 색상

회사 웹사이트 링크

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SDK를 통해 Bed Control App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기능을 변경하고, 특별한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등 나만의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와 Kit을 활용할 줄 아는
앱 개발자 뿐입니다 -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LINAK®이 제공합니다.
귀사가 더욱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쉽게 만들었습니다. LINAK® SDK는
iOS와 Android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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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40 – designed with you in mind
LINAK®은 컴포트 가구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에
서 영감을 받아 사용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핸드 스위치를 개발했습니다.
LINAK® 핸드 스위치 HC40은 여태 봐오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문
조사의 응답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스위치 대신
4가지 버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제품군을 탄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HC40 FRAMETM & HC40 TWISTTM
아무리 디자인이 완벽하더라도 지역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C40은 2가지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 HC40
FRAME™ & HC40 TWIST™.

Standard 혹은 Advanced 버전?
등 받이와 다리받침을 조절할 수 있는 2모터 침대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HC40 Standard 버전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용자들은 침대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들을 충족하기 위해 HC40 Advanced 버전이 설계되었습
니다.
총 4가지 (디자인+버전) HC40 핸드 스위치 모두 브랜드 및 제조사의
커스터마이징 요건을 충족합니다.

HC40 FRAMETM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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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40 TWISTTM
Standard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06:40

등
알람

메뉴

단축키 생성

06:40
알람
TV 시청 모드
무중력 모드
홈

시간 및 요일

21:45
월요일

HC40 FRAMETM
Advanced

HC40 TWISTTM
Advanced

도움말 알림

06:40
침대를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설정한 후, 버튼을
함께 눌러 핸드 스위치와
페어링 하세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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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용 핸드 스위치
스위치 (Controls)

HC40 FRAME™ Standard

HC40 FRAME™ Advanced

HC40 TWIST™ Standard

HC40 TWIST™ Advanced

• 동시 작동

• 최대 4개 모터 조절

• 동시 작동

• 최대 4개 모터 조절

• 키패드 백라이트

• 선호 자세 저장

• 키패드 백라이트

• 선호 자세 저장

• 교체 가능 배터리

• 마사지

• 교체 가능 배터리

• 마사지

• 무선

• 흔들어서 플래시 활성화

• 무선

• 흔들어서 플래시 활성화

• 단축키 설정

• 단축키 설정

• 교체 가능 배터리

• 교체 가능 배터리

• 무선

• 무선

HC30

HC20

HB10

HB10 Wired

• 최대 4개 모터 조절

• 최대 4개 모터 조절

• 선호 자세 저장

• 동시 작동

• 쉬운 조작 방법
• Under Bed Light 켜기/끄기

• 쉬운 조작 방법
• 인체 공학적 디자인

• 플래시 및 키패드 백라이트

• 선호 자세 저장

• 동시 작동

• 동시 작동

• 침대에 자석 형태로 부착하기 위한

• 마사지

• 무선

• 자세 저장 옵션
• 유선

금속 플레이트 내장
• 무선

• 플래시 및 키패드 백라이트
• 무선

알고 계신가요?
당사의 모든 핸드 스위치는 브랜드가 반영되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합니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로고를 추가하세요.

HC10

HC05

• 쉬운 조작 방법
• Under Bed Light 켜기/끄기
• 동시 작동

• 작고 컴팩트한 디자인
• 쉬운 조작 방법
• Under Bed Light 켜기/끄기

• 무선

• 동시 작동
•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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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용 액세서리
액세서리

마사지 모터 (Massage motor)

배터리 홀더 (Battery drawer)

LED 라이트 레일 (LED Light Rail)

부가 가치 기능으로 침대를 유니크하게 만들어보세요.
차별화 (브랜딩)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가치를 제공합니다.

액세서리

SMPS006 Switch Mode Power Supply
• TD4 Advanced 및 TD5 Advanced와 호환
• 범용 외장형 Switch Mode Power Supply
• 100 - 240 V

BA001 Battery box
• 배터리 경보 (사운드)
• 배터리 충전 표시기 (LED light bar)
• 용량: 2.2 Ah / 53 Wh
• 공칭 전압: 24 V
• 용이한 장착/해제를 위한 마운팅 브라켓

LINAK® 제품에 장착된 리튬 이온 (Li-ion) 배터리에서 보증 기간 내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LINAK은 OEM에 새 제품을 제공합니다. LINAK은 그 밖의 모든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거부함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또한, LINAK은 리튬 이온 셀 (Li-ion
cell)에 내재된 열폭주 (thermal runway) 위험성과 LINAK 제품 사용으로부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특별, 간접적, 징벌적, 우연적 또는 결과적 손해 및 손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INAK은 그러한 손해 및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윤 손실, 예상 절감액 실현 실패, 제3자 (third party)가 고객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상업적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거부함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Voice Control (음성 인식) 솔루션

침대에 음성 인식 통합
침대 제조업체, 디자이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LINAK은 올인원 (all-in-one)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계정
과 클라우드 솔루션,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와 호환되는 음성 명령어를 생
성하는 데 필요한 Bed Control IoT App이 포함됩니다. 또한, WiFi2LIN Module과
결합하면 LINAK® Voice Control (음성 인식) 솔루션이 구성됩니다.

WiFi2LIN MODULE

Voice Control

• Wi-Fi를 통해 침대 연결
• 침대 밑에 쉽게 장착
• Voice Control 솔루션의 구성 요소

• 음성으로 침대 작동
• OK Google 호환
• Amazon Alexa 호환

17

Google, Android, Google Play, YouTube 및 Google Home은 Google LLC의 상표입니다.
Google Assistant (어시스턴트)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언어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Alexa 및 관련 로고는 Amazon.com, Inc. 또는 계열사의 상표입니다.

일상의 개선. 커넥티비티
음성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스피커가 침실을 포함한 도처에 도입되고 있습니
다. Google Home (구글 홈)이나 Amazon Echo (아마존 에코)와 같은 장치
들은 이미 전 세계 수백만 가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Amazon은 미국* 내에서만 1억여 대가 판매되었다고 밝혔으
며, 2020년, Google은 전 세계 Google Assistant (구글 어시스턴트)의 월간
사용자**가 5억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두 장치 모두 그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최종 사용자의 제품 사용 경험을 향상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개선
이것은 단순히 음성 인식 장치를 통해 가정용 애플리케이션에 “말을 거는”것
보다는 Smart Home에 더 가깝습니다. 침대를 무선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은
사실, 침실을 Smart Home에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출하고
일상을 더욱 쉽게 만들어 줍니다.
잠을 잘 시간에 “알렉사, 잘 자!”하고 말하면 자동으로 불빛을 조절하고 문을
잠그며 침대를 숙면 자세로 부드럽게 낮춘다고 상상해보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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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VoiceBot.ai - ‘Smart Speaker Consumer Adoption Report 2019

출처: Business Insider, 2020.1.7

커넥티비티
침대 제조업체, 디자이너,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 사용자를 위해 LINAK
은 올인원 패키지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동 침대 사용자는
그들의 침대를 Alexa 또는 Google Assistant 지원 장치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사용자 계정과 클라우드 솔루션, OK Google 또는 Amazon Alexa와 호환되는 음성 명령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Bed Control
IoT App이 포함됩니다.

또한, WiFi2LIN Module과 결합하면 LINAK® Voice Contorl (음성 인식)
솔루션이 구성됩니다.
LINAK 커넥티비티는 귀사의 침대를 미래형 침대로 만드는 동시에 귀사의
브랜드를 지원하고, 최종 사용자가 일상에 변화를 주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INAK과 함께 지금 바로 개선을 시작하고, 고객의 꿈이 되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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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INE® 제품 더 알아보기:
LINAK.KR/HOMELINE

HOMELINE® 모터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및 답변:
LINAK.KR/SUPPORT

NAVER 동영상 보기:
TV.NAVER.COM/LINAK

Bluetooth® 문자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 상표이며, LINAK A/S는 해당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INAK®은 카탈로그, 브로셔 및 기타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또는 부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LINAK은 사전 통보 없이 제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INAK은 제품의 출고가 언제든지
가능함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제품이든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LINAK 제품이 특정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판매에는 LINAK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 및 운송에 대한 표준 약관’이 적용됩니다.
LINAK 및 LINAK 로고는 LINAK A/S의 등록 상표입니다 - LINAK A/S All rights reserved.

혁신은 우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호기심과, 그것을 현실
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리낙코리아 (LINAK KOREA LTD.)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1009호
TEL. 02.6231.1515 | FAX. 02.6231.1516
LINAK.KR

우리는 고객과 직원, 그리고 환경에 대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집니다.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LINAK의
DNA에 있습니다.

글로벌 입지부터 지역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전 세계적인 지원과 고객과의
친밀감을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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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인재에 의한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정제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일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